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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 금속 두께 측정

PEC(Pulsed Eddy Current) 기술과 결합된 ABB의 MTG(Millmate thickness 

gauge) 시스템은 고객들에게 비철 스트립 생산 수요에 최적화된 상품을 제공한

다. 갭리스(Gapless) MTG 박스 측정 장치와 MTG C-프레임 측정 장치는 모두 

합금에 관계없이 오직 스트립 두께에만 반응하여 측정하는 기술이며, 방사 측정 

장치와 관련된 건강, 안전 및 환경적 우려로부터 자유롭고, 혹독한 Mill 환경에

서 두께 제어를 보장하는 이상적인 센서이다. MTG 갭리스(Gapless) 게이지는 

다른 게이지 장치가 작동하기가 불가능한 압연공정의 중심부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ABB는 최첨단 측정 센서를 개발하여, 알루미늄 캔과 차

량 몸체와 같은 비철 금속 스트립 상품의 신뢰성, 효율성 및 비용 대비 고효율을 

증대시키려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가볍고 재활용 가능하며, 매력적인 물성들을 가진 알루미늄은 많은 소비자들

과 산업 공정들에 있어서 이상적인 물질이다. 전 세계적으로 알루미늄 생산에 대

한 시장 수요와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수요는 지난 십년간 압연된 알루미늄 

상품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알루미늄 생산 증가는 캔 음료와 자동차 

생산 업계에서 뚜렷하다. 이러한 수요 증대는 첨단 대형 차량에 대한 부품과 외부 

패널에 대한 알루미늄의 수요 증가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그림 2 참조)

 

알루미늄은 저밀도와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 때문에 특히 차량 몸체의 철

(steel)을 대체하는데 적합하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이런 가벼운 자동차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적고 기존의 자동차보다 더 적은 연료를 소비한다. 상기 

산업에서 알루미늄 스트립의 생산성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향상된 생산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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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측정 센서가 요구되고 있다. ABB는 알루미늄 두께

의 정확한 측정과 최적화된 생산 비용을 이루기 위해 15년 

을 센서 개발에 투자해 왔다. 

센서의 중요성

산업혁명 이후부터 정확한 측정을 위한 센서의 사용

은 산업공정 제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하지만 

압연과 같은 공정에서의 시설 제약과 거친 환경적 요인

들은 센서에 부정적인 영향(생산과정의 지연과 다운 타

임)을 미쳐 결과적으로 생산비 증대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ABB는 알루미늄 스트립 생산 향상 및 비용 감

소를 위하여, 다양한 생산 환경 조건과 물질 조성에서 

영향을 덜 받는 센서의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기존의 측정 기술 개념 

알루미늄 산업에서 두께는 측정과 제어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다. 엄격한 스트립 기준을 만족

하는 것은 생산 공정이나 상품 자체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하다. 흔히 방사 측정 게이지, 즉 동위 원소(Isotope) 

및 엑스선(X-ray) 게이지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엑스선 게이지가 금속 스트립을 통과하는 방사선의 감

쇠를 활용한다. 탐지기가 스트립의 다른 편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강도를 측정한다. 강도는 측정 갭에서 밀도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두께가 

측정된다. 

큰 에어 갭의 허용과 같이 이 기술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 또한 존재한다. 건강, 안전 및 환경적 문제와 더불

어 방사 측정 게이지는 알루미늄 측정 정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알루미늄은 낮은 밀도를 가지기 때문에 

낮은 흡수 계수를 가진다. 따라서 먼지, 증기 및 공기 

온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두께 측정에 영향을 미치

고 수정되어야 하는 변위를 야기한다. 

알루미늄은 또한 강도와 같은 원하는 특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른 금속들과 함께 합금으로 사

용된다. 구리와 같은 다른 금속의 존재는 알루미늄의 흡

수에 영향을 미쳐서 엑스선을 이용한 두께 측정을 어렵

게 만든다. 엑스선 측정 결과에 대한 합금 의존성은 필연

적으로 50%에 달하는 두께 교정이 요구되며, 이는 쉽게 

그림 1. 산업 현장에서 작동되는 ‘MTG Box Gauge’ 그림 2. 자동차의 알루미늄 차체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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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두께 오차를 야기하므로 알루미늄 스트립 생산자

들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측정 기술에서의 혁신

방사 측정 센서 사용 시 겪게 되는 알루미늄 스트립의 

측정 정확도 문제에 대응하여, ABB는 알루미늄 스트립 

생산자를 위한 완벽한 측정법을 개발해 왔다. 2001년, 

ABB는 비철 냉간압연 롤링 밀에서 스트립 두께 측정을 

위한 MTG C-프레임 측정법을 소개했다. 이 센서는 알

루미늄과 구리 등을 롤링 밀 환경과 합금 특성 조건으로

부터 벗어나 정확한 두께 측정을 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해결해 준다. MTG-C 프레임 게이지는 과거에 

보편적이었던 방사선 측정과 대조적으로, 특허 받은 

PEC(Pulsed Eddy Current)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다. 

PEC 기술은 펄스 형태의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전기 

코일을 사용하며 이는 스트립으로부터 펄스 반응을 유발

한다. 전류가 갑자기 차단될 때 코일에서 유도된 전압 펄

스가 측정된다. 코일에 지속적으로 흐르던 잔여 전류의 

갑작스런 차단 이후, 와상 전류에 의해 야기된 금속 시트 

내 자기장이 일시적 전압으로 측정된다.(그림 3 참조)

 고객들은 이제 밀에서 합금 성분이나 환경적 조건들

에 대한 정보 없이 정확하게 비철 스트립에 대한 거리, 

저항 및 두께를 측정할 수가 있다. 바로, 뛰어난 두께 정

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방사능 측정 게이지를 대체한 MTG 게이지의 사용은 

더욱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자격을 발급하거나,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비용

을 감소시킬 수 있다. 

교정 요구성 및 절차 

이상적으로 제조업체들은 제품 절차상 허용 오차보

다 10배 이상 더 정확한 센서를 원한다.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센서의 정확도는 생산 공정 허용치보다 서너 배 

크다. 표준 물질 측정은 사용되는 센서보다도 적어도 

서너 배 가까이 더 정확해야 한다. 따라서, 교정용 표준 

물질의 측정은 다른 종류의 알루미늄 스트립과 캔 스톡 

제품에서의 제품 허용 오차보다도 적어도 10배 이상 

정확해야 한다.(그림 4 참조)

그림 3. 특허받은 PEC(Pulsed Eddy Current) 기술은 
측정을 위해 약한 자기장에 의존한다.

그림 4. 알루미늄 스트립 생산에서 정확성이 획득되어야 한다. 정확한 센서 
측정을 위해, ABB는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며, 완벽한 교정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0.3-0.5㎛ 

Reference plates accuracy 

1-1.5㎛ 

Gauge accuracy 

3-5㎛ 

Product tole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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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G 시스템 교정 절차

ABB는 알루미늄 제조업자들에게 특히 엑스선 게이지

를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합금의 존재를 보상하고 광범

위한 측정 물질 및 절차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하면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정확한 센서를 제공한다. 

PEC 기술에 기반한 MTG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약한 자기장의 적용은 비접촉식 

두께 측정을 가능하게 하였고, 알루미늄의 낮은 흡수 계

수와 연관된 문제들을 제거하였다. 두께 측정이 환경 인

자들 및 물질의 속성들과 독립적이기 때문에 특정 고객

마다 별도의 교정 플레이트를 갖출 필요성이 없고, 이는 

교정으로 인한 다운 타임을 최소화하였다. ABB에서 개

발한 MTG 장치는 교정이 완료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

는 상태로 배송된다. 검교정에는 20분이 걸리며, 6개월 

간격으로 진행하면 된다. ABB는 현장 점검을 통해 게이

지의 추적성과 정확도에 필요한 12개의 교정 측정 플레

이트를 시스템에 제공하고 있다. 

검교정 과정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그림 5 참조) 

 

레퍼런스 플레이트는 NIsT, PTG 및 NMIJ를 포함하

는 국제 표준 연구소의 추적치를 가지고 측정된 게이지 

블록과 비교하여 ABB에서 측정된다. ABB는 이것을 위

해 정확한 기계적 측정 장치를 개발하고 생산해 왔다. 

레퍼런스 측정은 0.01μm의 측정 해상도를 가진 레이저 

홀로 게이지 검출기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에서 현장 측정 플레이트는 교정되고 온

도가 안정화된 MTG 게이지를 사용하여 유사한 두께와 

비슷한 재료적 특성을 가진 측정 레퍼런스 플레이트와 

직접 비교되며 측정된다. 0.3–0.5μm의 측정 정확도가 현

장 측정 플레이트에 적용된다. 알루미늄 스트립 생산자

에게 중요한 두께 허용 오차를 얻기 위해 고객별 플레이

트 및 빈번한 측정 절차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5. MTG Site 플레이트 검교정 과정 : 첫 번째 단계는 ABB에서 실행되는 레퍼런스 플레이트의 교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현장 측정 플레이트의 교정이며, 이 플레이트는 MTG 시스템과 함께 고객에게 제공된다.

Reference object 

Gauge block 

Measuring machine MTG gauge

Reference plates Site calibration plates 

Method & equipment
for calibration

Gauge block calibration by
•Gauge block manufacturer
•SP technical research
   institute of Sweden

Tracebility to primary 
metro-logical institute
•NIST (USA) 
•PTB (Germany) 
•NMIJ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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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갭리스(Gapless) 측정 솔루션 

2016년, ABB는 알루미늄 롤링 밀과 연속 주조 공정

에서 알루미늄 스트립을 측정하는 MTG 게이지 장치의 

포트폴리오에 단일 갭리스 측정 센서를 추가했다.(그림 

6 참조) 

ABB에 의해 개발되고 특허등록된 MTG 박스 게이지

는 소형이지만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약한 자기

장을 이용하는 PEC 기술에 기반한 측정이 가능하다. 게

이지는 안전하고, 기계적 충격에서 자유롭다. 가장 중요

한 것은 새로운 게이지 센서는 측정된 스트립의 통로를 

막을 수 있는 통과선 위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갭

리스 제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독특한 발명품은 생산 

공정 중앙에 설치될 수 있다.

MTG 박스 게이지는 일반적으로 Mill의 테이블 아래에 

설치되고, 이는 통판(Top부) 및 마무리 과정(Tail out), 

심지어 운전중 절판의 경우에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MTG C-프레임 장치와 같이 새로운 센서는 금속 스트립

을 제외하고는 측정 지역 내에 위치한 어떤 것과도 반응

하지 않는다. 실제 알루미늄 스트립 두께는 0.05%의 정

확도 이하로 측정된다. 소형 게이지는 모든 환경 조건들

에 독립적인 특성으로 인해, 롤 갭 근처나 스탠드 사이에 

설치할 수 있다. 센서가 물성 다양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고려하면 합금 내용물에 대한 보상 필요는 사

라지며, 대대적인 교정 절차도 필요하지 않다. 

현장에서의 교정은 매 6개월마다 20분만 소요된다. 

MTG 박스 게이지의 사용은 스트립 생산자들에게 증가

된 수준의 알루미늄 스트립 두께 제어가 가능하며, 신

속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MTG 박스 게이지 장치는 수직으로 위치한 모바일 프레

임에 위치한 알루미늄 청동 하우징을 가진 PMGG201 

-H 게이지 헤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튼튼한 센서는 두

께 측정이 최적화되도록 자동으로 자신의 위치를 조정한

다. 유압 위치 시스템은 스트립 장력이 생기는 즉시 게이

지가 측정하도록 허용한다. 제어 유닛인 PMGA201은 벽

고정이나 캐비닛 형식으로 선택 가능하고, 게이지와 통신

을 함으로써 측정 데이터, 오류 및 상태 제어를 다룬다. 

VIP, OPC DA, Modbus TCT 및 Profibus-DP 필드버스 

통신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장치 인터페이스들이 가능

하여 그 게이지를 다른 제어 밀 장치들과 통합한다. 운전

자들은 작동 진단, 서비스 및 설정을 포함하는 기능들을 

관찰하고 제어할 수 있다. 

알루미늄 두께 측정을 위한 PEC 기술을 이용하는 갭

리스 MTG 박스 게이지의 장점들과 결합된 제어시스템

의 쉬운 사용은 이 장치가 알루미늄 압연설비에서 사용

되기에 가장 적합하게 해준다. 재료의 독립성, 환경적 

영향의 배제, 안전, 빠른 시운전 및 감소된 현장 교정은 

생산 시간을 높이고, 실질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높은 산출량을 의미한다. 
그림 6. MTG Box Gauge 시스템은 게이지 헤드, 유압식 기계, 

공조기, 제어 및 운영 장치와 모니터를 포함한다.


